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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how technolog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applied
to physics education in the near future. Thus, this study concentrates on prevailing technologies
such as classification/regression, adaptive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to resolve contemporary issues in physics education. The precautionary diagnose using
predictive analytics enables us to cope with forthcoming student problems and to determine the
influential factors among the various features.

Adaptive learning based on genetic algorithms

allow us to meet various demands on physics learning so that we can teach a variety of students with different learning outcome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an be useful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ultiple-choice items and to analyze the diverse responses to teaching and
learning in physics. Computer vision and simulation are beneficial to detect student loss of motivation and to make the invisible visible, which are good ways to learn abstract concepts in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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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조헌국∗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용인, 대한민국
(2020년 9월 1일 받음, 2020년 10월 4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과 방법을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물리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별 예측과 적응 학습,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을 토대로 물리교수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판별 예측을
활용한 물리학습 성과에 대한 사전 진단은 잠재적으로 물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미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으며, 물리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무엇이 더 큰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유전 알고리즘을 기초로 여러 방법을 혼합한 적응 학습은 우수한 학생 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학습자의 응답에 대한 분석은 선다형 문제가 가지는 학습자의 이해와 사고의
제한적 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과정 중심 평가가 보다 현장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컴퓨터 비전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은 온라인에서의 주의결핍이나 집중력 저하 문제
를 해결하고, 중고등학교에서의 실험 부족과 추상적 물리 개념 이해를 돕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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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세기 초 양자역학과 수학적 알고리즘의 발전을 통해
1940년대 진공관을 사용한 세계 최초의 범용 컴퓨터가 등
장하게 되었다 [1]. 이후,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등의 새
로운 소자의 개발 및 새로운 소재를 통한 소형화, 경량화된
집적 회로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 [2]. 1970년대 이후 금융, 보험, 유통, 경제,
기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형 프레임과 슈퍼컴퓨터가 급
격히 보급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들을 연산을
통해 분석하고 예측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게임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이론과 알고리즘이
발전하게 되었고, 점차 인간의 학습과 결정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
성화되었다.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인공지능 모두 그 용어의 도입과 개발에 대한 시도는 컴퓨
터의 역사가 시작된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
이후 실제 구현가능한 다양한 알고리즘과 아이디어들이 활
발하게 제안되었다 [3,4].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의
경우, 초기에는 수량화된 (quantized) 데이터 간의 통계적
분포를 기초로 분류하거나 추세선 (trend line) 등 규칙을
파악하는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으로부터 출발하
였다. 그러나 점차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의 발달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축적되면서 통계 데
이터 외에도 텍스트, 음성,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게 되었으며, 인간에 의해 분류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까지 확대되었다. 급기야 구글이 발표한 딥마
인드 (deep mind) 처럼 인간에 의해 형성된 데이터가 아닌
스스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되었다.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통한 추론까지 프로그
래밍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는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 구글과
IBM, Microsoft 등 다국적 IT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거대 IT 기업들까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일반 사용자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케라스 (Keras), 텐서플로 (TensorFlow), PlaidML
등 무료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5,6].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지던 학습과 추론, 지각, 언
어 이해 등의 능력들을 컴퓨터로 구현한 인공지능 (aritificial
intelligence) 은 인간과 생명체에서의 다양한 변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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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얻었다. 개인에 따른 맞춤형 학습 (adaptive
learning)에도 사용되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은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DNA에서 일어나는 교차나 변이,
대치가 일어나는 과정을 연산과 추리 과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7]. 또한 개체 인식이나 자동 언어 생성에서 종종
쓰이는 신경망 이론은 뇌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노드를 통
해 시냅스 결합의 세기가 조절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입력과 출력 계층 사이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은닉 계층을
거치면서 가중치의 변화를 통해 반복적, 재귀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규칙으로 단순화될 수 없는 복잡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8,9].
인공지능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예
를 들면 증권에서 주식 변동을 예측하고 자동적으로 거래하
는 퀀트 (quant=quantitative + analyst), 스포츠나 금융,
날씨 등에 대한 기사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로봇, 고객에
대한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응대하기 위한 챗봇 (chatbot),
사람의 질문을 듣고 검색하거나 전자 기기를 조작하는 음성
인식 기능, 환자의 검사 결과를 통해 병을 진단하는 의학용
프로그램인 왓슨 (Watson)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에서도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전통적인 과학기술 텍스트북 출판회사였던 McGraw-Hill은
수학을 중심으로 K-12 및 대학교육에서의 개별화된 맞춤 학
습을 위한 서비스인 ALEKS(Assessment and LEarning in
Knowledge Spaces)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탠포드 대학교에
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질문 평가 시스템인 SMILE(Stanford
Mobile Inquiry-based Learning Enviroment)을 개발·운영
하고 있다. 교육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
는 1990년대 등장한 분산인지 이론(distributed cognition)
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학습이론의 관점에
서의 앎이란 개인의 의식 속에서 내면화된 지식이라 할 수
있지만 분산인지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인지가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의사소통하는 여러 타인과
인지 활동에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 전체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며, 나아가 인지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10,11]. 예를 들면 과거의 전통적 일반물리학 수
업에서는 다양한 적분 공식을 직접 손으로 모두 풀고 개념을
이해하거나 암기해 연필로 시험지에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수업에서는 계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적
분을 풀고, 여러 학생들의 활동 결과가 공개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며,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들은 위키피디아를 통해
검색해서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나 개념 전달, 반복적 연산 기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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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통해 익혀야 할 협동학습과 탐구, 고차원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 등으로 초점이 맞춰지며, 이러한 기능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나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미래사회의 변화는 긍정
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던
여러 직업과 활동이 기계나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되거나
자동화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12].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이나 판단, 활용에 대한 윤리
적, 법적 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의 소지로 남겨져 있다.
나아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여겨졌던 여러 능력들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인간 본질에 대한 상실과 정체성의 붕괴
의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 [13,14].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로봇에 대한 기대는 결국 인간이 기계의 부속이나 하등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관점으로 오늘날 많은 영화나 드라마
에서 표현되고 있다. 인간 자체가 기계의 노예가 된다는
생각은 일부 SF 영화의 과장된 생각이기는 하지만 과거 산
업혁명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러나 현재 물리교육의 측면에서 더욱 고민해야 할 점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어
떻게 교육환경에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야 한다. 초지능과 같은 20 – 30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량 과다의 문제, 물리 선택에 대한 축소,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격차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더 집중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기술, 체계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물리교육의 환경과 문
제 해결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제안하고자 한다.

Fig. 1. (Color onl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19].
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1950년대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의 경우,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며 기호와 규칙을 통한 지능의
규현은 실패하게 되었다. 반면, 사람의 지능을 여러 신경의
연결 작용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연결주의 (connectionism)
가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뇌의 구조에 착안하여 퍼셉트론
(perceptron)과 같이 뇌를 저수준에서 모델링해 구조나 가
중치를 변형하는 시도가 이뤄졌다 [16]. 이후 침체기를 거쳐
2000년대 중반 이후 신뢰 신경망을 통해 여러 은닉층을 훈
련하는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학습 방법이 제안되고, 2010
년대 초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인식 기술이 소
개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17].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정 기능 수행을 중심으로 한 약한 인공지능(weak
AI), 인간의 능력에 비견되는 강한 인공지능 (strong AI),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인공지능 (super AI) 으로 구분되
며 최근 나타나는 인공지능은 아직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18].
인공지능의 하위 갈래인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은 주
어진 경험들을 토대로 예측이나 분류를 하기 위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말한다.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후

II.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의 의미

반 게임 이론을 설명하면서 최초로 등장했지만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머신러닝 또는 기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사고나 행위를 모방해 수행하는 기
계적인 알고리즘을 의미하며, 학습이나 추론, 시각이나 청
각 등의 지각과 인식 역시 인공지능의 범주에 속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진 자료에서의 개체 인식이나 사람의 식별,
질문에 대해 자동으로 응답하는 챗봇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영국의 수학자였던 앨런 튜링(Alan
Turing) 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가상의 기계가 정보
를 읽어들여 연산을 처리한다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그의
이러한 생각은 폰 노이만(von Neumann)을 거쳐 컴퓨터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15].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사고와 감정
같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도 기계적 계산 과정을 거쳐 일어난

계학습이란 여러 경험을 통해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알고
리즘이나 분야를 말하며, 인공지능의 하부 분류 (subset)에
해당한다 [20].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
화학습의 3가지로 분류된다. 지도학습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규칙을 파악하는 것으
로, 회귀(regression)를 통한 판별이나 분류(classification)
에 해당한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
지지 않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학습을 말한다. 작성된
텍스트에서 토픽을 추출하는 (e.g.,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등의 군집 (clustering) 이나 복잡한 변수 속에
서 관련 있는 규칙들을 찾는 것들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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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은 정답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 보상과 손실을 부여함으로써 보상을 최대화하
는 학습 방법으로 체스나 바둑 게임, 자율주행 기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딥러닝 또는 심층학습 (deep learning) 은 머신러닝의 한
갈래 중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으로부터 출발하였
으며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지고 차원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높아지지만 컴퓨팅 기술의 한계로 구현될 수 없었다. 그러
나 2000년대 이후 컴퓨터 프로세서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다차원 행렬을 기반으로 한 연산이 가능한 그래픽
프로세서(GPU; Graphic Processor Unit)가 보급•확산되
면서 구현될 수 있었다. 2012년 이미지 인식 기술 대회인
이미지넷에서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AlexNet이 우승하면
서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후 딥러닝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최근에는 합성곱 신경망 네트워크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적대적 생성 신경
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등이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인식 등에 활용되고 있다 [8].

III. 물리교육에서의 딥러닝 및 머신러닝의 활용
방안
1. 학습자의 물리 이해 수준에 대한 진단과 예측
물리교육에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활용하기 위한 가
장 현실적인 방법은 학습자의 수준이나 성과를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에서 MOOC,
Moodle 등 온라인 기반 학습 플랫폼이 널리 보급되면서 학
습자 정보 및 세션 관련 데이터를 통해 학습 성취를 예측하
는 연구들이 201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1–
23]. 주로 학습 성취가 부진하거나 학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위험군에 대한 진단을 위해 지도학습 기반의 여러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임의 추출 (random selection) 을 통해 훈
련용 데이터 70%, 예측용 데이터 30%로 구분한 뒤 훈련용
데이터를 여러 종류의 지도 학습을 통해 훈련하고 그 모델
을 예측용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그 적용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4].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서
포트 벡터 머신 (SVM, Support Vector Machine), 나이브
베이지안(naïve Bayesian), 인공 신경망(ANN), 랜덤 포레
스트 (RandomForest)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한
결과 대체로 70 – 80% 정도의 정확도(accuracy)를 보이고
있으나, 연구마다 가장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다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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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마다 사용되는 학습자 데이터 및 피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알고리즘만을 고집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방법을 물리교육에 적용한다면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예를 들면 성별과 나이, 학습 시간, 학습 양
식과 성격, 접속 환경, 과제 수행 등의 다양한 피처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과제나 학습 내용을 제공하거나,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기초적인 물리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진단 및 예측을 위해서
는 두 가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학습자들의
물리 개념 이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체계와 도구를
개발하는 일이다.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검사 도구
들은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일부 개념 이해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전자기학 관련 개념 검사는
BEMA(Brief Electricity and Magnetism Assessment) 등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의
상위 수준을 위해서만 개발되어 있으며, 각 개념에 대한 구
체적인 이해 유형을 자세히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25,26], 현대물리 개념 진단 역시 QPCS(Quantum Physics
Concept Inventory) 등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3 – 4수준으
로 구분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습 개념
이나 초급자 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검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27]. 그리고 진단 체계 개발에 필수적인, 물리학
습에서의 진단 및 예측에 필요한 또 다른 과제가 물리 학습
수준 및 이수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다. 미국의 차세대과학
교육표준(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가
개발되면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이수해야 할 성취기준을
학습 진전(learning progression)이 도입되었는데, 이와 같
이 학습자의 학년과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이해 수준별로
예상 성과가 요목화되어 있어야 이를 진단하기 위한 문항이
개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Osborne et al. 은 Toulmin의
논증틀을 중심으로 NGSS의 핵심 주제 차원에서의 과학적
논변 활동과 의사소통을 15단계 이상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Fig. 2 참조). 이와 같이 물리에서 힘과 운동, 전자
기학, 광학, 일과 에너지, 파동 등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
으로 개념별로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서술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진단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이 운영되고 물리학II 교과목의 진로 선택 교과목으로의
전환,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에서의
물리학 이수 학생들 간의 수준 차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 또한 2022 – 2023년 이후 예정된 물리와
관련된 교육과정과 이수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개념 간의
위계 및 연결의 조직과 수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상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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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xample of learning progression for argumentation in science [31].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도 힘과 운동 영역을 중심으로 일부

학습 이력, 성취 등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습자 별로

학습 진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모형에 대한

맞춤형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4,35]. 초기 적응

이해나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효과를 진단하는 것에 초점을

학습은 규칙을 기반으로 학습 과제나 자료를 제시했지만

두었다 [29,30].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

최근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을 활용한 적응 학

지 종합적인 물리 학습 이해 수준의 위계를 조직하고 성취

습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이

수준을 상세화하는 학습 진전 체계 (learning progression

이뤄지고 있다. McGraw-Hill 출판사에서 개발한 수학 교과

mapping) 개발이 필요하다.

중심의 ALEKS나 Wiley 출판사에서 개발한 Knewton 등
이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주로 수학과 영어 등 선다형
또는 단답형의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한 적응 학습 시스템이

2. 물리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

개발되고 있으나, 물리 학습을 위한 시스템이나 학습 환경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물리의 경우,

현재 물리교육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는 대

수학적 계산과 연산 능력 외에도 추론과 자료 해석, 모형화

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에서의 물리 선택 감소와 그로

등 수량화하거나 범주화하기 어려운 내용 및 이해 요소들이

인한 물리 학습 수준 저하이다. 이러한 선택의 감소는 물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개념 간 연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신감, 물리 선택에 따른

학습에서의 선후 관계나 개념 간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대학

않으면 학습자의 수준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서의 기초물리학 이수 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32,

또한 수학과 달리 많은 학습자 데이터를 모으기에 한정적

33]. 게다가 교실 내에서 학생들의 서로 다른 이해 수준의

이어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차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

소요된다.

습 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다양한 수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Moodle과 같은

준에 대해 1명의 교사가 모두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로

온라인 학습 기반의 적응 학습 시스템이 개발되고 Google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교수학습 방법이 적응 학습(adaptive

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등이 개

learning)이다. 적응 학습이란 학습자의 수준이나 태도, 요

발되면서 적응 학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며, 적응

구, 학습 양식 등에 따라 학습 자료나 과제 등을 맞춤형으

학습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알고리즘이 제안되고 있다

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 정보와

[37–39]. 적응 학습을 위한 설계는 크게 교육과정의 설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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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pproach to adaptive learning path recommendation [36].
교육 내용의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 3 참조). 교육
내용의 조직은 학습해야 할 내용을 추출한 뒤 이를 개념도를
통해 체계화하며, 그리고 학습자에게 제시할 개념 순서를
만든다.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는 이러한 개념도 및 개념
순서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학습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적응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에 따라 학습
성과 및 정보를 토대로 제시하게 된다 (Fig. 4 참조). 최초
학습자 수준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학습 내용
(LOC, Learning Object Content)가 제공되며 퀴즈나 문제

Fig. 4. (Color online) An example for adaptive learning
process [38].

풀이, 과제 수행 등 학습자의 성과를 통해 학습자가 다음에
학습할 내용을 피드백하게 된다.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과 수준의 학습자에 대한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동시에 학습자의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학습자의 물리 이해 수준에 따른 학습 진전 체계 개발이 적
응 학습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그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공될 신뢰할만

3. 적응형 학습 시스템 설계를 위한 학습 설계 모형 및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4.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 제시를 위한 알고리즘
구현 및 최적화
5. 적응형 학습 시스템 설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아
키텍처 설계와 구현과 피드백

한 문항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문항의 난이도는 전통적
방식의 정답율만으로는 학습자의 적절한 수준과 이해를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물리 학습에서의 적응

판단할 수 없다. 선다형 문항의 경우, 학습자 이해 유형에

학습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대

따른 이해를 반영하는 선택지의 개발과 학습자의 반응 시

학생들의 물리학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어로 번

간 및 학습자 정보를 포함한 수준 진단 모형이 개발되어야

역할 경우 전세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하는데, 아직 물리 학습에서의 문제 풀이와 관련된 변인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글로벌 물리교육 연구 기반을

효과, 성취 등을 종합한 모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져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있지 않다 [40]. 적응형 학습 시스템의 구축과 개발은 체계

와 실행을 탐색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수 있다.

화되고 조직화된 교육과정과 내용의 설계, 그에 따른 문항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매우 방대하여 개인 또는 소수의 연구

개발 및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할 때 다음과

자 집단에서 구현할 수 없으므로 한국물리학회나 물리교사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및 교수 등 전문가,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기업 등 협업이

1. 초· 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과서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습 진전 체계와 개념 체계 구축
2. 개념별 학습자 진단을 위한 문항 개발 및 모형 연구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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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swering Dataset) 과 양방향 모델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s) 이 공개되면서 임베딩 품질이 더욱 향상되었다 [43].
다음은 초등학생들의 전기 회로에 대한 예측과 설명에
대한 초록을 R-Studio를 활용해 잠재적 의미 분석 (LSA,
latent semantic analysis) 에 따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
Fig. 5. (Color online) Traditional NLP components stack
[42].

예시이다.
“This paper reports findings from a study of young

3.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학습자의 이해와 태도의 확
인

children’s views about electric circuits.

Twenty-eight

children aged 5 and 6 years were interviewed. They were
shown examples of circuits and asked to predict whether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우
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처리함
으로써 분석하거나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음성 인식이나
내용 요약과 번역, 감성 분석, 텍스트의 분류나 질의 응답,

they would work and explain why.

They were then

invited to try out some of the circuit examples or make
circuits of their own choosing. Children expressed a variety of views about the connections needed in a circuit,

문장 생성 등을 포괄한다 [17]. 자연어 처리는 일반적으로는

offered different kinds of explanation and showed differ-

Fig. 5와 같이 음성 분석,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ing levels of competence in circuit making. The range of

분석, 추론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한국어의 경우, 영어나

responses showed similarities to those of older students

중국어와 달리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의미가 부여되는 교착어

found in previous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로서 원형에 따른 수많은 파생어가 존재하고, 어순에 따라

practical competence, prediction, and explanation was

이해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문장의 의미 등을 파악하기가

not straightforward. For example, children with similar

매우 어렵다 [41].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levels of practical competence made different predictions

하나가 임베딩(embedding)인데, 이는 자연어를 단어 또는

or offered different kinds of explanation. Analysis of the

문장 단위의 벡터로 변환해 벡터 공간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circuits children chose to construct suggested influences

말한다.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 처리에서는 문서-단어 행렬

of existing competence and knowledge. In particular,

(document-term matrix)을 통해 문서에 속한 단어의 빈도

some children tested out circuit examples about which

를 확인함으로써 문서의 유사도나 문서의 특징을 평가하

they had been unsure during the interview, while others

였지만 다차원의 행렬로 구성되는 텐서 (tensor) 연산의 딥

explored circuit connections more generally. Findings

러닝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어 처리가 급격히 발전하게

underline the importance of drawing on a variety of

되었다.

evidence in assessing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s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물리교육의 적용 가능한

of electric circuits. They indicate that young children

사례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텍스트

may offer views about electric circuits not unlike those

요약 (text summarization) 이다. 수행 평가나 설문 등을

of older children and adults with similar experience.

통해 물리에 대한 이해나 태도 등을 학교나 연구자들이

Finally, there was some suggestion that the interview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procedure may have acted as an instructive stimulus in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리커트 척도의 설문을 활용해 왔다.

helping children to become more conscious of their own

그러나 자동화된 텍스트 요약 기능을 통해 1 – 2개의 간단한

views and reflect on their thinking in the light of further

문장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 살펴볼 수 있다. 텍스트

evidence.” [44]

요약은 텍스트 중 중요한 문장을 선택해 보여주는 선택적
텍스트 요약(selective text summarization)과 전체 내용을

(요약) “Finally, there was some suggestion that the

토대로 새롭게 구성해 문장을 구성하는 추상적 텍스트

interview procedure may have acted as an instructive

요약 (abstract text summarization) 으로 구분되는데,

stimulus in helping children to become more conscious

최근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셋 (KorQUAD, Korean

of their own views and reflect on their thinking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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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of further evidence.”
이와 같은 텍스트 요약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수행
평가나 물리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을 쉽게 조사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토픽 모형을 활용하면 텍스트 데이
터를 통해 학습자의 응답 유형을 분류할 수 있어 전반적인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45]. 그리고 딥러닝을 활용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학습자가 물리 수업
이나 새로운 교수방법 등에 대한 평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능이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서술형 응답에 대한 자동 평가 역시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충분한 학습자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모델 훈련이 가능하다.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또 다른 예는 자동화된 질문의 생
성과 평가이다. LG CNS에서 제공하는 KorQUAD나 마
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MARCO 또는 HotpotQA 등
다양한 질의응답 데이터셋이 공개되고, 이를 기초로 훈련
된 모델 (pre-trained model) 이 제공되면서 기초적인 질문
및 답변 생성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개발
되고 있는 것이 챗봇이다 [17, 41, 46]. 다양한 초· 중등 물
리 교과서와 대학의 물리 교재의 텍스트 데이터의 훈련을
거치면 학생들의 간단한 개념이나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과 모범답안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리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을 통해 형태소 사전을 보완함으로
써 물리와 관련된 질의응답과 자연어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질문 생성 외에도 학습자의 질문 자체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고차원적 사고의 수준을 평가하고, 탐구
기능에서 문제 발견과 관련되는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영미권에서는 이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SMILE(Stanford
Mobile Inquiry-based Learning Environment) 이라는 질
문 평가 앱을 개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수학 분야에서
이를 적용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자연어에 대한 추론
기능이 강화된다면 추후 이러한 물리 학습에서의 질문 평가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Fig. 6. (Color online) A simulation for electric field
formed by point charges [51].
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단 몇 줄로 사진이나
동영상 속의 얼굴 속 표정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github.com/ageitgey/face_recognition).

인간

의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분석하는 기술 (face emotion
recognition) 은 주로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해 행복, 슬픔,
공포, 분노, 중립, 놀람, 혐오 등 7가지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49]. 일반적으로 안면을 통한 감정 인식은 얼
굴 감지, 얼굴 인식, 감정 인식으로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비대면 또는 온라인 상황에서 웹카메라를
통해 학습자가 얼마나 학습에 집중하는지, 어떻게 반응하
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감정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과 학습 콘텐츠
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0].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활용은 복잡하고 비가시적인
물리적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HTML5 또는 파이썬을 이용한 2차원 및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과학고등학교와

4. 컴퓨터 비전 처리와 시뮬레이션의 활용

영재학교, 과학중점학교 등 일부 학교들을 중심으로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다 [51,52].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최 근 에 는 변 분 오 코 인 코 더 (Variational Auto Encoder) 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시각 처리 기술이 발
전하면서 사람이나 자전거, 개, 고양이 등 다양한 사
물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도 분
석할 수 있게 되었다 [47, 48]. 심지어 C++ 기반의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HOG(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for human detection) 등을 활용

전자기장이나 유체의 흐름, 상대성이론이나 현대물리를 대
상으로 한 다양한 학습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쉽게 시각화
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3]. 공개 라
이브러리 및 코드를 공개하는 깃허브 (github.com) 나 캐글
(Kaggle.com) 처럼 교육용 소스 코드 역시 공개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모듈과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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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과
방법을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물리교육에서 어떻게 활
용할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별 예측과 적응 학습,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을 토대로
물리교수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판별 예측을 활용한 물리학습 성과에 대한 사
전 진단은 잠재적으로 물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미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으며, 물리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 중 무엇이 더 큰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유전 알고리즘을 기초로 여러 방법을 혼합한 적응
학습은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통해 우수한 학생 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기초가 부
족한 학생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학습자의 응답에 대한 분석은 선다형 문제가 가지는 학습자
의 이해와 사고의 제한적 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과정 중심
평가가 보다 현장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데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컴퓨터 비전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은
온라인에서의 주의결핍이나 집중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중고등학교에서의 실험 부족과 추상적 물리 개념 이해를
돕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물리교육의
여러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제는 단순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물리교육의 과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활
용한 교육 콘텐츠와 방법은 이미 사교육을 중심으로 서서히
도입되고 있으며, 다국적 IT 기업과 국제적 수준의 과학
출판 기업들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국내 사교육 시장의 재편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계번역의
발전 속도가 급속해지고 있어서 교육에서의 언어적 장벽은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수록 한 명의 교사와 다수의
학생 간의 전달형 수업의 효율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교육
전문가의 상세화되고 체계적인 학습 체계의 마련, 콘텐츠
전문가로서의 물리교사 및 전문가, 문항 설계 및 피드백
등을 위한 평가 및 시스템 전문가의 참여 등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수가 참여해서 이뤄지는 과제들은
개인 단위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부처나 재단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물리교육의 과제들은 한편 교사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적응 학습 시스템을 통해 학생별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면 과연 물리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사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성직과 노동자로서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 20세기 후반
이후 연구자 및 실행가로서의 교사 (teacher-as-researcher,
teacher-as-practitioner)가 강조되어 왔다 [54,55]. 이미 디
지털 혁명 이후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공급되고 있으며
교사는 학습자의 유일한 정보 습득의 창구가 더 이상 아니
다.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촉진자로
서의 역할로 전환되면서 프로젝트 학습이나 협동 학습이 강
조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은 학습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을 더욱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에서는 교사로서 가지는 수많은 경험을 모
두 데이터화할 수 없으며, 어떤 예측이나 효과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여전히 교사에게 있다. 교사의 역할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해 학습자에
게 맞는 적절한 처치와 학습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즉, 학습자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리포트를 토대로
그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탐구 설계나 추론
등과 같이 고차원적 문제해결력이나 창의적 사고를 촉진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학습에서의 상담가
(coordinator or counsello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 유형과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개발
하고 제작하는 몫도 사람에게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 역시
물리를 가르치는 교수자에 의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즉,
물리교사들도 특정 주제나 영역, 방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콘텐츠를 생산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학습에서의 탐구 과정에 대한 전문가, 전자기학 분야 또는
역학 분야의 전문가 등 각자 자신의 전문성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생산된 콘텐츠를 적절히 배분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별 교사의 역할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물리교
사로서의 역할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플랫폼보다 중요한 이
유는 학습자의 동기 부여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만으로는 학생이 물리를 계속 학습하도록
독촉하거나 이끌 수 없다. 지금까지의 많은 온라인 기반
학습이 실패하거나 지지부진한 이유도 결국 학습자의 중도
포기나 학습 지연 문제 때문이다 [24]. 자발적이고 자기주
도적 학습자의 비중이 소수인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교
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또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안내된 학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하는 새로
운 환경에서 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며,
새로운 교육환경에서의 교육적 효과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 또한 앞으로 물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연구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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